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비고

1교시 09:00～10:00(60분) 교육학

2교시 10:40～12:10(90분) 전공A

3교시 12:50～14:20(90분) 전공B

경상북도교육청 공고 제2014-167호

2015학년도 경상북도 공･사립 중등학교교사(특수학교·보건·영양·전문상담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장소 및 수험생 유의사항 공고

2015학년도 경상북도 공 사립 중등학교교사(특수학교·보건·영양·전문상담교사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장소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경 상 북 도 교 육 감

Ⅰ  제1차 시험 (교육학 및 전공)

1. 시험 일자 : 2014. 12. 6.(토)

2. 시험시간표

가. 일반 시험실

※ 시험 당일에는 별도의 점심시간이 제공되지 않고, 시험장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  

수험생은 간식(또는 개인도시락) 및 음용수를 준비하기 바랍니다.(단, 간식 등의 섭취

는 쉬는 시간에만 가능)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비고

1교시 09:00 ～ 10:30(90분) 교육학

2교시 11:10 ～ 13:25(135분) 전공A

3교시 14:05 ～ 16:20(135분) 전공B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비고

1교시 09:00 ～ 10:12(72분) 교육학

2교시 10:52 ～ 12:40(108분) 전공A

3교시 13:20 ～ 15:08(108분) 전공B

나. 장애인 시험실 [시간연장 1.2배 - 경산중학교 1-20시험실]

※ 타종없이 시험실 감독관이 시험시작 및 종료시간을 안내함.

다. 장애인 시험실 [시간연장 1.5배 - 경산중학교 1-13, 1-19시험실]

※ 타종없이 시험실 감독관이 시험시작 및 종료시간을 안내함.

3. 시험 장소

가. 제1시험장: 경산중학교, 경산고등학교

○ 경산중 배정인원(436명)

연번 응시과목 수 험 번 호 인원 연번 응시과목 수 험 번 호 인원

1 화학 24140001~24140064 64 8 지리(경일) 24207801~24207809 9

2 화학(경안) 24147001~24147002 2 9 보건 24680001~24680088 88

3 화학(점촌) 24147401~24147405 5 10 전문상담 24740001~24740054 54

4 화학(청도) 24147501~24147503 3 11 전문상담(장애) 24749001 1

5 화학(삼성) 24147701 1 12 특수(중등) 24810001~24810136 136

6 지리 24200001~24200065 65 13 특수(중등_장애) 24819001~24819006 6

7 지리(경안) 24207001~24207002 2



○ 경산고 배정인원(458명)

연번 응시과목 수 험 번 호 인원 연번 응시과목 수 험 번 호 인원

1 수학 24110001~24110367 367 8 수학(상주) 24118001~24118005 5

2 수학(장애) 24119001 1 9 수학(오상) 24118101~24118115 15

3 수학(경안) 24117001~24117010 10 10 수학(문화) 24118201~24118205 5

4 수학(문경) 24117301~24117304 4 11 수학(동곡) 24118401~24118404 4

5 수학(청도) 24117501~24117504 4 12 중국어 24360001~24360012 12

6 수학(진량) 24117601~24117603 3 13 상업정보 24570001~24570025 25

7 수학(경일) 24117801~24117803 3

※

나. 제2시험장

○ 장산중학교 배정인원(593명)

연번 응시과목 수 험 번 호 인원 연번 응시과목 수 험 번 호 인원

1 국어 24100001~24100374 374 9 물리 24130001~24130070 70

2 국어(장애) 24109001 1 10 물리(장애) 24139001 1

3 국어(경안) 24107001~24107008 8 11 물리(경안) 24137001~24137002 2

4 국어(송재) 24107201~24107210 10 12 전기·전자·통신 24500001~24500054 54

5 국어(문경) 24107301~24107318 18 13
전기·전자·통신

(장애)
24509001 1

6 국어(효청) 24107901~24107904 4 14
전기·전자·통신

(협성)
24507101 1

7 국어(오상) 24108101~24108118 18 15 영양 24770001~24770029 29

8 국어(공산) 24108301~24108302 2



다. 제3시험장

○ 경산여자중학교 배정인원(556명)

연번 응시과목 수 험 번 호 인원 연번 응시과목 수 험 번 호 인원

1 지구과학 24160001~24160030 30 6 체육(진량) 24287601~24287603 3

2 지구과학(문경) 24167301~24167302 2 7 음악 24300001~24300131 131

3 체육 24280001~24280291 291 8 음악(경안) 24307001~24307003 3

4 체육(장애) 24289001~24289013 13 9 미술 24310001~24310074 74

5 체육(경안) 24287001~24287009 9

라. 제4시험장

○ 사동중학교 배정인원(621명)

연번 응시과목 수 험 번 호 인원 연번 응시과목 수 험 번 호 인원

1 생물 24150001~24150159 159 8 역사(경안) 24197001~24197008 8

2 생물(경안) 24157001~24157002 2 9 역사(문화) 24198201~24198208 8

3 일반사회 24180001~24180053 53 10 기술 24410001~24410037 37

4 일반사회(경안) 24187001~24187003 3 11 기술(장애) 24419001 1

5 일반사회(문경) 24187301~24187304 4 12 식물자원·조경 24440001~24440025 25

6 역사 24190001~24190285 285 13 기계·금속 24510001~24510031 31

7 역사(장애) 24199001~24199003 3 14
기계·금속

(협성)
24517101~24517102 2



마. 제5시험장

○ 삼성현중학교 배정인원(578명)

연번 응시과목 수 험 번 호 인원 연번 응시과목 수 험 번 호 인원

1 영어 24330001~24330463 463 9 영어(경일) 24337801~24337808 8

2 영어(장애) 24339001~24339002 2 10 영어(효청) 24337901~24337902 2

3 영어(경안) 24337001~24337011 11 11 영어(상주) 24338001~24338004 4

4 영어(송재) 24337201~24337202 2 12 영어(오상) 24338101~24338105 5

5 영어(문경) 24337301~24337303 3 13 영어(문화) 24338201~24338206 6

6 영어(점촌) 24337401~24337402 2 14 영어(공산) 24338301~24338304 4

7 영어(청도) 24337501~24337502 2 15 가정 24420001~24420058 58

8 영어(진량) 24337601~24337606 6



4. 수험번호별 시험실 배정표

   ◆ 제1시험장 : 경산중학교 [ 1 ~ 20 시험실]

연번 시험실 응시과목 인원 시작 수험번호 끝 수험번호

1 1-1시험실 화학 30 24140001 24140030
2 1-2시험실 화학 30 24140031 24140060

3 1-3시험실

화학 4 24140061 24140064
화학(경안) 2 24147001 24147002
화학(점촌) 5 24147401 24147405
화학(청도) 3 24147501 24147503
화학(삼성) 1 24147701

4 1-4시험실 지리 30 24200001 24200030
5 1-5시험실 지리 30 24200031 24200060
6 1-6시험실

지리 5 24200061 24200065
지리(경안) 2 24207001 24207002
지리(경일) 9 24207801 24207809

7 1-7시험실 보건 30 24680001 24680030
8 1-8시험실 보건 30 24680031 24680060
9 1-9시험실 보건 27 24680061 24680066

24680068 24680088
10 1-10시험실 보건 1 24680067
11 1-11시험실 전문상담 30 24740001 24740030
12 1-12시험실 전문상담 24 24740031 24740054
13 1-13시험실 전문상담(장애) 1 24749001
14 1-14시험실 특수(중등) 30 24810001 24810030
15 1-15시험실 특수(중등) 30 24810031 24810060
16 1-16시험실 특수(중등) 30 24810061 24810090
17 1-17시험실 특수(중등) 30 24810091 24810120

18 1-18시험실
특수(중등) 16 24810121 24810136

특수(중등_장애) 3 24819001, 2481900324819005
19 1-19시험실 특수(중등_장애) 1 24819002
20 1-20시험실 특수(중등_장애) 2 24819004, 24819006

합계 436



   ◆ 제1시험장 : 경산고등학교 [ 21 ~ 36 시험실]

연번 시험실 응시과목 인원 시작 수험번호 끝 수험번호

1 1-21시험실 수학 30 24110001 24110030
2 1-22시험실 수학 30 24110031 24110060
3 1-23시험실 수학 30 24110061 24110090
4 1-24시험실 수학 30 24110091 24110120
5 1-25시험실 수학 30 24110121 24110150
6 1-26시험실 수학 30 24110151 24110180
7 1-27시험실 수학 30 24110181 24110210
8 1-28시험실 수학 30 24110211 24110240
9 1-29시험실 수학 30 24110241 24110270
10 1-30시험실 수학 30 24110271 24110300
11 1-31시험실 수학 30 24110301 24110330
12 1-32시험실 수학 30 24110331 24110360

13 1-33시험실

수학 7 24110361 24110367
수학(장애) 1 24119001
수학(경안) 10 24117001 24117010
수학(문경) 4 24117301 24117304
수학(청도) 4 24117501 24117504
수학(동곡) 4 24118401 24118404

14 1-34시험실

수학(진량) 3 24117601 24117603
수학(경일) 3 24117801 24117803
수학(상주) 5 24118001 24118005
수학(오상) 15 24118101 24118115
수학(문화) 5 24118201 24118205

15 1-35시험실 중국어 12 24360001 24360012
16 1-36시험실 상업정보 25 24570001 24570025

합계 458



   ◆ 제2시험장 : 장산중학교 [ 1 ~ 21 시험실]

연번 시험실 응시과목 인원 시작 수험번호 끝 수험번호

1 2-1시험실 국어 30 24100001 24100030
2 2-2시험실 국어 30 24100031 24100060
3 2-3시험실 국어 30 24100061 24100090
4 2-4시험실 국어 30 24100091 24100120
5 2-5시험실 국어 30 24100121 24100150
6 2-6시험실 국어 30 24100151 24100180
7 2-7시험실 국어 30 24100181 24100210
8 2-8시험실 국어 30 24100211 24100240
9 2-9시험실 국어 30 24100241 24100270
10 2-10시험실 국어 30 24100271 24100300
11 2-11시험실 국어 30 24100301 24100330
12 2-12시험실 국어 30 24100331 24100360

13 2-13시험실
국어 14 24100361 24100374

국어(장애) 1 24109001
국어(경안) 8 24107001 24107008

14 2-14시험실 국어(송재) 10 24107201 24107210
국어(문경) 18 24107301 24107318

15 2-15시험실
국어(효청) 4 24107901 24107904
국어(오상) 18 24108101 24108118
국어(공산) 2 24108301 24108302

16 2-16시험실 물리 30 24130001 24130030
17 2-17시험실 물리 30 24130031 24130060
18 2-18시험실

물리 10 24130061 24130070
물리(장애) 1 24139001
물리(경안) 2 24137001 24137002

19 2-19시험실 전기·전자·통신 30 24500001 24500030
20 2-20시험실

전기·전자·통신 24 24500031 24500054
전기·전자·통신(장애) 1 24509001
전기·전자·통신(협성) 1 24507101

21 2-21시험실 영양 29 24770001 24770029
합계 593



   ◆ 제3시험장 : 경산여자중학교 [ 1 ~ 20 시험실]

연번 시험실 응시과목 인원 시작 수험번호 끝 수험번호

1 3-1시험실 지구과학 30 24160001 24160030
지구과학(문경) 2 24167301 24167302

2 3-2시험실 체육 30 24280001 24280030
3 3-3시험실 체육 30 24280031 24280060
4 3-4시험실 체육 30 24280061 24280090
5 3-5시험실 체육 30 24280091 24280120
6 3-6시험실 체육 30 24280121 24280150
7 3-7시험실 체육 30 24280151 24280180
8 3-8시험실 체육 30 24280181 24280210
9 3-9시험실 체육 30 24280211 24280240
10 3-10시험실 체육 30 24280241 24280270
11 3-11시험실 체육 21 24280271 24280291

12 3-12시험실
체육(장애) 13 24289001 24289013
체육(경안) 9 24287001 24287009
체육(진량) 3 24287601 24287603

13 3-13시험실 음악 30 24300001 24300030
14 3-14시험실 음악 30 24300031 24300060
15 3-15시험실 음악 30 24300061 24300090
16 3-16시험실 음악 30 24300091 24300120
17 3-17시험실

음악 11 24300121 24300131
음악(경안) 3 24307001 24307003

18 3-18시험실 미술 30 24310001 24310030
19 3-19시험실 미술 30 24310031 24310060
20 3-20시험실 미술 14 24310061 24310074

합계 556



  ◆ 제4시험장 : 사동중학교 [ 1 ~ 22 시험실]

연번 시험실 응시과목 인원 시작 수험번호 끝 수험번호

1 4-1시험실 생물 30 24150001 24150030
2 4-2시험실 생물 30 24150031 24150060
3 4-3시험실 생물 30 24150061 24150090
4 4-4시험실 생물 30 24150091 24150120
5 4-5시험실 생물 30 24150121 24150150
6 4-6시험실 생물 9 24150151 24150159

생물(경안) 2 24157001 24157002
7 4-7시험실 일반사회 30 24180001 24180030

8 4-8시험실
일반사회 23 24180031 24180053

일반사회(경안) 3 24187001 24187003
일반사회(문경) 4 24187301 24187304

9 4-9시험실 역사 30 24190001 24190030
10 4-10시험실 역사 30 24190031 24190060
11 4-11시험실 역사 30 24190061 24190090
12 4-12시험실 역사 30 24190091 24190120
13 4-13시험실 역사 30 24190121 24190150
14 4-14시험실 역사 30 24190151 24190180
15 4-15시험실 역사 31 24190181 24190211
16 4-16시험실 역사 31 24190212 24190242
17 4-17시험실 역사 31 24190243 24190273

18 4-18시험실
역사 12 24190274 24190285

역사(장애) 3 24199001 24199003
역사(경안) 8 24197001 24197008
역사(문화) 8 24198201 24198208

19 4-19시험실 기술 30 24410001 24410030
20 4-20시험실 기술 7 24410031 24410037

기술(장애) 1 24419001
21 4-21시험실 식물자원·조경 25 24440001 24440025
22 4-22시험실 기계·금속 31 24510001 24510031

기계·금속(협성) 2 24517101 24517102
합계 621



   ◆ 제5시험장 : 삼성현중학교 [ 1 ~ 20 시험실]

연번 시험실 응시과목 인원 시작 수험번호 끝 수험번호

1 5-1시험실 영어 30 24330001 24330030
2 5-2시험실 영어 30 24330031 24330060
3 5-3시험실 영어 30 24330061 24330090
4 5-4시험실 영어 30 24330091 24330120
5 5-5시험실 영어 30 24330121 24330150
6 5-6시험실 영어 30 24330151 24330180
7 5-7시험실 영어 30 24330181 24330210
8 5-8시험실 영어 30 24330211 24330240
9 5-9시험실 영어 30 24330241 24330270
10 5-10시험실 영어 30 24330271 24330300
11 5-11시험실 영어 30 24330301 24330330
12 5-12시험실 영어 30 24330331 24330360
13 5-13시험실 영어 30 24330361 24330390
14 5-14시험실 영어 30 24330391 24330420
15 5-15시험실 영어 30 24330421 24330450

16 5-16시험실
영어 13 24330451 24330463

영어(장애) 2 24339001 24339002
영어(경안) 11 24337001 24337011
영어(송재) 2 24337201 24337202

17 5-17시험실

영어(문경) 3 24337301 24337303
영어(점촌) 2 24337401 24337402
영어(청도) 2 24337501 24337502
영어(진량) 6 24337601 24337606
영어(경일) 8 24337801 24337808
영어(효청) 2 24337901 24337902
영어(상주) 4 24338001 24338004

18 5-18시험실
영어(오상) 5 24338101 24338105
영어(문화) 6 24338201 24338206
영어(공산) 4 24338301 24338304

19 5-19시험실 가정 30 24420001 24420030
20 5-20시험실 가정 28 24420031 24420058

합계 578



 ▶ 수험생 시험 당일 지참물

   ○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필기구(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펜 등)

   ○ 실내화(구두 등을 착용하고 입실 불가)

   ○ 시간 관리가 필요한 수험생은 아날로그 손목시계(전자시계 불가)

   ※ 시험시간과 휴식시간에 소지금지물품인 통신장비, 전자기기 등 휴대 및 사용      

       절대 불가

   ※ 담요, 방석, 귀마개 등 개인물품 소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  

      마개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감독관의 사전 검사 및 승인(감독관이 귀마개를 손  

      으로 직접 확인)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Ⅱ  수험생 유의사항

1. 수험생은 지정된 시간에 입실하여야 함(08:30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1교시 이후에는

매 교시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함).

2. 수험생은 본령(09:00, 10:40, 12:50)이 울린 뒤에는 일절 시험실에 입실하지 못함.

3. 시험장 현관 출입문은 09:00에 안에서 잠그고 일체의 출입을 차단 함. (휴식시간에도

시험장 밖으로 출입 불가능)

4. 수험표를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 받은 자만 시험장으로 들어올 수 있음.

(수험표 분실자는 시험 당일 08:20 이전에 시험 본부에서 출력하기 바람).

5. 수험표와 신분증은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게 책상 상단 우측에 둠.

6. 시험 종료 후 문제지(초안 작성 용지 포함)는 제출하지 않음.

7. 본 공고문에 첨부된 ‘답안지 작성 수험생 유의사항’(붙임1)과 ‘답안지 양식’(붙임2)을 반드시

확인 바람.(예시로 제공되는 답안지 양식은 출제 상황 및 과목 특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시험 당일 배부할 ‘수험생 유의사항(붙임 3)’을 사전에 공지하니, 수험생은 반드시 

숙지하여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Ⅲ  수험표 출력

1. 수험표는 2014. 11. 28.(금) 10:00부터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gosic.gbe.kr)에 로그인  

하여「수험표 출력」메뉴에서 출력 가능함 (반드시 칼라프린터기로 출력, 이면지 활용

하여 출력 불가)

2. 출력 후 본인의 성명, 수험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착오가 있는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053)603-3903~4)로 문의하시기 바람.

3. 수험표 분실자는 시험당일 08:20 이전에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고,

반드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Ⅳ  공지사항

1. 1차 시험일정과 장소는 우리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를 통하여 사전 공고함.

2. 1차 시험 합격자 명단 및 2차 시험 장소는 2015. 1. 6.(화)에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에 공고할 예정임. (※ 1차 시험을 위탁한 사립의 경우 2차 시험 및 최종 합격자 발표

는 해당학교 법인별 자체 전형계획에 따름)

3. 2015.1.20.~1.21.에 실시되는 2차 시험(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의 시간 관리 방

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니, 시험 준비에 참고 바람.

변경 전(2014학년도) 변경 후(2015학년도)

‘시험 종료 2분전’팻말 제시
수험생이 직접 시간 관리

(시험실내 전자시계 비치)

 4. 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의 교통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 바람.

5. 기타 문의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원지원과[(053)603-3488~9]로 문의 바람.

붙임 1. 답안지 작성 수험생 유의 사항(파일 첨부)

2. 답안지 양식(파일 첨부)

     3. 시험 당일 배부용 수험생 유의사항

4. 시험장 약도



(붙임 3)

201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수험생은 본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랍니다.

 1. 수험생은 시험본부의 안내방송에 따라 시험을 실시합니다.(안내방송 없을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름)

 2. 수험생은 수험표에 표시된 자신의 수험번호와 시험장 및 시험실을 확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시험실 출입구 및 전면 칠판의 좌석배치도 참조)

 3. 수험생은 시험 감독관이 시험시작 전에 휴대폰(통신기기), 태블릿PC, 노트북, 넷북을  수

거할 때 전원을 차단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장 내에서 이를 사용 또는 소지

(가방 속에서 보관하다가 발견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분합니다.

4.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켐코더, 전자계산기,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전자기기는 소지할 수 없으며, 시험장 내에서 이를 사용 또는 소지(휴식시

간에 소지하다가 발견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분합니다.

 5. 담요, 방석, 귀마개 등 개인물품 소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마개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감독관의 사전 검사 및 승인(감독관이 귀마개를 손으로 확인)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수험생은 시험이 시작되기(본령) 전에 문제지를 열람하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시험 종료령 이후에는 방송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불이행시 부정행위 처분

 7. 수험생은 시험 도중 시험실을 퇴실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이유로 퇴실할 

경우 재입실은 불가하며, 해당 교시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8. 수험표에는 어떠한 기록(시험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 및 시험과 연관성이 없는 

내용, 시험 당일 본인이 작성한 답안, 낙서 등)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9. 시험 도중에는 일체의 질문을 할 수 없으며, 문제지의 쪽수 누락·인쇄 불량 

및 답안지 교체 등의 경우에 한하여 조용히 손을 들어 감독관에게 의사를 

표시하기 바랍니다.



 10. 답안지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문제지 표지의‘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

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11.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의 무효와 2년간의 

시험 응시 제한 등 처분을 받게 되므로 절대 금합니다. 

부정행위유형 및 처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 4(부정행위자

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나)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라)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마) 병역, 가(산)점, 한국사능력검정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바) 그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 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에서 휴대폰(통신기기), 태블릿 PC, 노트북, 넷북을 소지하고,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 

시 이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소지 금지물품을 소지한 행위

      ※ 소지 금지물품 : 휴대폰(통신기기), 태블릿PC, 노트북, 넷북,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켐코더, 전자계산기,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전자기기

   라)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붙임 4)

제1시험장(경산중, 경산고) 오시는 길)

◉ 주 소 : 경북 경산시 원효로 89

【 ☎ 경산중 (053)717-3302～3, 경산고 (053)819-8980, 819-8901】

【 약  도 】경산중과 경산고는 동일한 울타리로 정문이 동일함

【 교통편 안내 】

  ▶ 고속도로 이용

    ☞ 경부고속도로 → (서울→대구방향)동대구IC → 영천방향 → (경산방향)반야월

사거리에서 우회전 → 직진 → 경산공단사거리에서 좌회전 → 직진→ 기동대

오거리에서 우회전 → 400m 지점우측 경산중학교, 경산고등학교

    ☞ 경부고속도로 → (부산→대구방향)경산IC → 경산방향 →  영남대 → 기동대

오거리에서 좌회전 → 400m 지점우측 경산중학교, 경산고등학교

  ▶ 열차이용: 경산역 하차(무궁화호, 새마을호, KTX - 일부 정차)



제2시험장(장산중학교) 오시는 길)

◉ 주 소 : 경북 경산시 경산로 112   【 ☎ (053)715-7843, 715-7800 】 

【 약  도 】

【 교통편 안내 】

  ▶ 고속도로 이용

    ☞ 경부고속도로 → (서울→대구방향)동대구IC → 영천방향 → (경산방향)반야월

사거리에서 우회전→ 직진 → 경산공단사거리에서 직진 → 오거리에서 우회

전 → 경산역사거리에서 좌회전 → 장산중학교

          ☞ 경부고속도로 → (부산→대구방향)경산IC → 경산방향 → 영남대 → 경

산공단사거리에서 좌회전 → 오거리에서 우회전 → 경산역사거리에서 

좌회전 → 장산중학교

  ▶ 열차이용 : 경산역 하차(무궁화호, 새마을호, KTX - 일부 정차)



제3시험장(경산여중) 오시는 길)

◉ 주 소 : 경북 경산시 경산로 91    【☎ (053)811-4064】

【 약  도 】  

            

【 교통편 안내 】

  ▶ 고속도로 이용

    ☞ 경부고속도로 → (서울→대구방향)동대구IC → 영천방향 → (경산방향)반야월

사거리에서 우회전→ 직진 → 경산공단사거리에서 직진 → 오거리에서 우회

전 → 경산역사거리에서 좌회전 → 경산여자중학교, 경산여자고등학교

    ☞ 경부고속도로 → (부산→대구방향)경산IC → 경산방향 → 영남대 → 경산공단

사거리에서 좌회전 → 오거리에서 우회전 → 경산역사거리에서 좌회전 → 

경산여자중학교, 경산여자고등학교

  ▶ 열차이용 : 경산역 하차(무궁화호, 새마을호, KTX - 일부정차)



제4시험장(사동중학교) 오시는 길)

◉ 주 소 : 경북 경산시 백양로 33길 31  【☎ (053)722-7770, 7700】

【 약  도 】

【 교통편 안내 】

  ▶ 고속도로 이용

    ☞ 경부고속도로 → (서울→대구방향)동대구IC → 영천방향 → (경산방향)반야월 

사거리에서 우회전 → 직진 → 경산공단 사거리에서 좌회전 → 직진 → 기동

대 오거리에서 우회전 → 계양사거리에서 좌회전 → 500M 지점에서 우회전(세

번째 신호등) → 200M 지점에서 좌회전 → 100M지점 사동중학교

    ☞ 경부고속도로 → (부산→대구방향)경산IC → 경산방향 → 영남대 → 기동대 

오거리에서 좌회전 → 계양사거리에서 좌회전 → 500M 지점에서 우회전(세

번째 신호등) → 200M 지점에서 좌회전 → 100M지점 사동중학교



제5시험장(삼성현중학교) 오시는 길)

◉ 주 소 : 경북 경산시 경천로 216길 17  【☎ (053)811-7400, 7292】

【 약  도】 

【 교통편 안내 】

  ▶ 고속도로 이용

    ☞ 경부고속도로 → (서울→대구방향)동대구IC → 영천방향 → (경산방향)반야월 

사거리에서 우회전 →  경산공단 사거리에서(청도방향) 직진 → 경산병원 ~청

도방향 300M 지점에서 좌회전→ 10M 지점 삼성현중학교

   ▶ 열차이용 : 경산역 하차(무궁화호, 새마을호, KTX - 일부정차)


